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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류분석센터(KTAC)
수

신

수신자 참조

(경 유)
제

목

2017-동계 교류분석상담사 자격 교육과정 개설 안내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숭실대학교-한국교류분석센터 협약에 따라 2017학년도 동계 교류분석(TA)상담사
자격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상담 및 사례관리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
은 신청을 바랍니다.
가. 과 정 명: 2017-동계 교류분석상담사 자격 교육과정
나. 협력기관 및 홈페이지 : 숭실대학교 - 한국교류분석센터(KTAC)
1)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http://gsosw.ssu.ac.kr
2) 한국교류분석센터(KTAC) http://cafe.daum.net/KoreaTACenter
다. 강

사 : 오수희(한국교류분석센터 대표, Ph.D / CTA_c, PTSTA_c)

라. 교육일정(1/2~1/17. 10:00~18:00)
가) 기본과정 : TA101과정+교류분석상담사 1~2단계 / 2018.01.02.~01.09.(총48시간)
나) 심화과정 : 교류분석상담사 3~5단계 / 2018.01.10.~01.17.(총48시간)
마. 교 육 비 : 총 1,260,000원(단계별 210,000원 * 6개 과정)
※ 입금계좌 : 우리은행 270-49305318-443(예금주: 숭실대학교)
바. 교육장소 : 숭실대학교(세부 장소는 추후 공지)
사. 접수기간 : 2017.11.13.(월) ~
아. 접수방법 : 신청서 작성 후 제출(상기 홈페이지 참조)
※ 접수처 :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이메일 bokji@ssu.ac.kr 또는 Fax 02-820-0274
자. 교육특전 : 상담관련 3개(한국상담심리학회, 한국상담학회, 한국교류분석상담
학회) 학회 집단상담 참여로 인정(1~5단계별 16시간 인정, 총80시
간) 및 국제교류분석협회(ITAA) 정회원 가입자격 인정
붙

임 : 1. 교육과정 일정표 1부.
2. 교육신청서 양식 1부.

끝.

한국교류분석센터(KTAC) 대표
수신처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대표자 : 오수희 전화 010-2782-5213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경기팔당지부
한국교류분석센터(KTAC) 010-5474-0322
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 010-8650-9419
주

소 :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로 139번길 9-42 팔당비전힐

협조자 :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학팀 02-820-0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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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류분석(TA)상담사 자격 교육과정 강의 일정표
❑ 2017-동계 방학 중 교육과정
※ 교육기간 : 2018.01.02.(화) ∼ 01.17.(수) / 2주간(12일)
구 분
TA101 과정(1/2~1/3)

1주차

교류분석상담사 1단계
(1/4~1/5)
교류분석상담사 2단계
(1/8~1/9)

2주차

8시간 x 2일 (16시간)

10:00~18:00(화~수)

8시간 x 2일 (16시간)

10:00~18:00(목~금)

8시간 x 2일 (16시간)

10:00~18:00(월~화)

8시간 x 2일 (16시간)

10:00~18:00(금, 월)

교류분석 1단계
기본
과정
교류분석 2단계

교류분석 3단계
심화

수료증
비용

교류분석상담사 4단계
(1/12,1/15)

TA101 과정

21만원
(단계별

10:00~18:00(수~목)

포함,
단계별
교재비
15,000원
별도)

8시간 x 2일 (16시간)

10:00~18:00(화~수)

12일 (96시간)

분

수강료

단계별

8시간 x 2일 (16시간)

합 계

과정

수업시간

교류분석상담사 3단계
(1/10~1/11)

교류분석상담사 5단계
(1/16~1/17)

구

시 간

126만원

주요 교육 내용
Ÿ

TA에 대한 전반적 이론 소개. 입문과정

Ÿ

TA성격구조와 기능으로 비춰 본 나의 성격 이해하기

Ÿ

교류패턴분석- 자녀,가족,동료,이웃관계 대화패턴 분석

Ÿ
Ÿ

스트로크 시스템 - 나와 타인에 대한 인정, 칭찬기억 점검
시간구조화- 나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?

Ÿ

인생태도- 나는 어떤 인생태도를 가지고 있는가?

Ÿ

게임분석- 자녀,가족,동료,이웃과 반복되는 부적응 탐색

Ÿ
Ÿ

인생각본- 내 인생의 드라마 들여다보기
수동성과디스카운트- 내 인생의 준거틀과 재정의 들여다보기

Ÿ

게임치료- 라켓감정(진정한 감정의 대치된 감정)과 라켓시스템
분석, 반복되는 게임을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?

교류분석 4단계

Ÿ

각본치료- <재결정치료> 각본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나로 변화

교류분석 5단계

Ÿ

TA상담의 이해, 기법, 과정 소개

* 교류분석 상담사 자격과정은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(TACA) 교류분석 상담사 자격 교육과정으
로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상기 교육과정 및 각본 매트릭스 & 라켓시스템 분석, 성격검사 등 일
련의 수련일정이 추가됩니다.
* 각 단계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(각16시간)이 학회에서 발급되기 위해서는 TACA
(www.taca.kr) 학회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.

